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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abits, New Life!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now? If not, there may 

be things you can change to make your life better. 

Making a change in your life begins with yourself, 
더 불 어

not with your parents or friends.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All changes begin with you because they depend 

on how much trust and confidence you have in 

yourself.

Let's take a look at how you can build trust and self-

confidence to make a change in your life.
목적

• 사람 + depend on(의존하다) / 사물 + depend on(~에 달려
있다) / depending on(~에 따라서 = according to) 

• turn to = rely on, resort to, draw on 의존하다(사람이 목적
어), 활용하다(사물이 목적어) 

New Habits, New Life!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

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당

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부모나 

친구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들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신뢰와 

자신감을 갖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신뢰와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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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Promises to Yourself

Do you have any friends that break their promises 

over and over again? 

They say they will call you, but they do not; they 
c a l l

promise to meet you for a movie at 4:00 p.m. on a 

weekend, and they forget all about it. 

After a while, you don’t trust them any longer. 

The same thing happens when you continually 

make and break promises to yourself, such as  “I’m 

going to get up at six every morning.” or  “I’m going to 

do my homework as soon as I get home.”

After a while, you start to lose trust and confidence 

in yourself. 

Therefore, you should treat the commitments you 
약 속 . .

make to yourself as seriously as you do those  you 
s e r i o u s ( X ) commitments

make to others.

자신에게 약속 지키기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지만 하지 않고, 

주말 오후 4시에 영화를 보기 위해 당신을 만나기

로 약속하지만 그것에 대해 모두 잊어버립니다. 

얼마 후, 당신은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

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나는 매일 아침 6

시에 일어날거야.’ 혹은‘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

제를 할거야.’와 같은 약속을 하고 어기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후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약

속에 그러한 것처럼 심각하게 당신 자신에게 당신

이 하는 약속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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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Small Acts of Kindness 

If you ever feel depressed, the best thing is to do 

something for someone else. 

By focusing on someone else, you are looking 

outward, not inward.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Go out of your way to say hello to someone you 
결과

have never talked to before ─ perhaps someone 

who looks sad or lonely. 

Write a thank-you note to someone who has 

influenced your life, like a teacher or an uncle / you 

have not seen for a while. 

Help an elderly person carry  a heavy box. It is hard 
carrying (X)

to be depressed when helping others. It will help 

you feel better yourself.

작은 친절한 행동을 하라. 

여러분이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

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여러분은 내면

이 아니라 밖을 보고 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러분이 전에 결코 말을 걸

어본 적이 없는 사람 ― 아마도 슬프거나 외로워 보

이는 사람 ― 에게 안녕이라고 말해보아라. 

한동안 만난 적 없는 선생님이나 삼촌같은 너의 삶

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라. 

노인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라. 다른 사

람들을 도울 때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힘들다. 그것

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도

와줄 것이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6. 9. 17.

실용영어_독해작문(금성이) 1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 Gentle with Yourself 

Being gentle means not expecting yourself to be 

perfect by tomorrow morning.

• mean + ing(의미하다) / mean to do(의도하다) / mean(형:
비열한) /means(수단)

If you are  ‘a late bloomer,’ meaning someone who 

develops more slowly than others, be patient and 

give yourself time to grow. 

Being gentle also means forgiving yourself when 

you make a mistake. 

You should learn from your mistakes, but you should 

not blame yourself over them. 
mistakes

The past is past. Learn from what went wrong. Make 

it right if you need to. Then put it out of your mind 

and move on.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해라. 

친절하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내일 아침까지 완

벽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발전하는 사

람을 의미하는 ‘대기만성형’ 이라면, 인내하며 여러

분 자신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어라.

친절하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실수를 할 때, 여러

분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로부터 배워야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꾸짖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배워라.  필

요하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덜어내고 전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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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onest to Yourself

Being honest to yourself is very important in your life. 

You will find that if you ever try to be someone you 

are not, you will probably feel unsure of yourself. 

A famous singer once said, “Always be a first-rate 

version of yourself instead of a second-rate version 

of someone else.” 

She is completely right. If you are true to yourself, 

then there will be honesty in your actions. 

If you have not been honest in the past, try being 

honest, and notice how much better it makes you 

feel.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너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만약 네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애쓴다면, 너는 아마도 너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

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예전에, “다른 누군가의 2등급

이 되는 대신에 항상 너 자신의 1등급이 되어라.”라

고 했다. 그녀가 전적으로 옳다. 

네가 너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너의 행동 속에는 정

직이 있을 것이다. 

네가 과거에 정직하지 않았다면, 정직해지도록 시

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네가 얼마나 훨씬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드는지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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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 Yourself

You need a place where you can renew your spirits. 
which (X)

It doesn’t have to be a rose garden, a beautiful 

beach, or a mountain top. 

It can be your bedroom or any place at all, just a 

place to be by yourself. 

Ted, a baseball player from the USA, had his own 

special hiding place. 

He said,“Whenever I get too stressed out or when I 

am not getting along with my friends, I just go to the 

basement of my house. 

There I have my gloves, balls, and a wall on which I 

can take out my frustration. 

When I do, I feel refreshed. It does wonders for my 

game, but it is even better for my social life.”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너는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

다. 그것이 장미 정원이거나 아름다운 해변이거나 

산의 정상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너의 침실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든지 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될 수 있다. 

미국 야구 선수인 Ted는 그 자신의 특별한 숨는 장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내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혹은 내

가 내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할 때, 나는 그저 우리 

집의 지하실로 간다. 

거기에 나는 내 좌절을 풀어버릴 수 있는 내 글러브

와 공, 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나는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낀

다. 그것은 내 경기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내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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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dvantage of Your Talents

When you think of talents, do you think of them in 

terms of the traditional high-profile talents, such as 

the sports star, the dancer, or the world-famous 

scientist? 

The fact is that talent comes in a variety of ways. 

You may have a gift for something you have not 

recognized yet. 

Perhaps you can write a story well or you always 

know what to say to a friend who is sad. 

It doesn’t matter where your talent may lie, but if you 
c o u n t 진 주 어 . .

do something well, try to do it more often and even 

better.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하라.  

여러분이 재능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스포츠 

스타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와 같은 전통적인 

남의 시선을 끄는 재능의 관점에서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가? 

사실은 재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

에 대해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야기를 잘 쓸 수도 있고 슬픈 친

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잘 한다면, 그것을 더 자주 훨

씬 더 잘 하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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